2009 학술대회
초청장
▣ 찾아오시는 길

•일시: 2009년 9월 26일(토) 10:00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507, 508 강의실(미디어랩실)
•주관: 국제언어인문학회
•후원: 고려대학교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UMANISTIC STUDIES IN LANGUAGE

홈페이지 : http://inahsl.or.kr 이메일 : inahsl@gmail.com 전화 : 011-9095-8873, 02-2210-5686, 010-5074-7248
주소/담당자: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13(전농동 90) 서울시립대학교 영문과 권석우

국제언어인문학회 2009 학술대회 연락처

② 승용차 이용 방법 : 고대 정문으로 진입 후 중앙 광장 지하에 주차 (주차권 제공)

① 지하철/버스 이용 방법: 6호선 안암(고대병원)역 2번 출구 / 버스 273, 111번 안암 전철역 앞 하차

국|제|언|어|인|문|학|회

국제언어인문학회 2009년 정기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종교적 사유와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와 관

학술대회 일정
10:00~10:30

등 록
개회식
개회사 : 바벨탑의 상징
김진우(연세대/일리노이대)

10:30~10:50

련된 내용들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국제언어인문학회는 문학, 문화, 철

사회 : 김형엽(고려대)

학, 예술, 광고, 언어 등을 다루는 인문학의 제 분야들이 어떻게 자율적

대학원생 세션

으로 존재하며 상호 소통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토론마당을 지속적으

성서 내러티브의 기호학적
분석
최영미(고려대)

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계속 힘

사회 :

10:50~11:40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umanistic Studies in Language

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종교어로서의 아랍어
김종도(한국외대)
박충연
토론
: 유왕종(건국대)
(경원대)

사회 :
양기찬
(수원대)

자유토론

2009. 9. 1
국제언어인문학회장

오규원 중기 시 연구:
메타 시와 광고 시를
중심으로
전형철(고려대)

김 진 우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대회장 : 김진우 (연세대/일리노이대)
�조직위원장 : 김형엽 (고려대)
�조직위원(가나다순) :
강석근 (원광대), 권석우 (서울시립대), 김상환 (서울대), 김성도 (고려대),

11:40~12:50

점심 식사 (학회제공)

12:50~1:10

총 회

1:10~2:00

사회 :

2:00~2:50

신경식
(육사)

2:50~3:00

김종도 (한국외대), 김진식 (충북대), 김준환 (연세대), 김형엽 (고려대),
노양진 (전남대), 목정수 (서울시립대), 문경환 (연세대), 박충연 (경원대),

송향근 (부산외대), 신경식 (육사), 안병팔 (서경대), 안정오 (고려대),
양기찬 (수원대), 오정란 (광운대), 유영대 (고려대), 이석규 (경원대),
이장송 (육사), 이재강 (대전대), 임상순 (서울시립대), 임용기 (연세대),

사회 :

3:50~4:40

남기헌
(서울
산업대)

4:40~4:50
사회 :

5:40~6:00

바람같은 언어: 장자의 언어관
서대원(충북대)
토론 : 이장희(경인교대)
중국불교 간화선의 본질과 그 변화양상
조명화(서원대)
토론 : 오인택(연세대)
휴 식

4:50~5:40

정광 (고려대), 정동규 (경원대), 정재현 (서강대), 최영호 (해사), 허진 (육사)

그리스 신화와 언어의 문제
김원익(연세대)
토론 : 곽민석(연세대)
휴 식

3:00~3:50

배철현 (서울대), 봉준수 (서울대), 선우환 (연세대), 손형숙 (경북대),

사회 : 허진(육사)

성서무오설의 함정:“불의한 청지기”비유와 재물론
문경환(연세대)
토론 : 한지희(경상대)

권석우
(서울
시립대)

退溪思想의 종교적 성격과 언어의 문제
강희복(인천가톨릭대)
토론 : 한정한(단국대)
종합토론

6:00~6:10

폐회

6:10~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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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